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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고성사청동보살좌상과강진정수사

석가여래삼불좌상등이보물로지정된다

문화재청은 20일 백제사를 증언하는

중요한 금석문 중 하나인 부여 사택지적

비(砂宅智積碑) 등 문화재 8건을 국가지

정문화재인보물로지정예고했다

사택지적비는백제의자왕시대인물로

최고위관직을역임한사택지적이란사람

이은퇴후절을세운것을기념해제작한

비(碑)로 백제인이 제작한 현존 유일한

비석(碑石) 형태의유물이다

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(靑銅菩薩

坐像)은 높이 51cm로 윤왕좌(오른쪽 무

릎을세우고왼쪽다리는결가부좌한좌

법)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존 불상 중 가

장 크다 특히 우아한 미소를 띤 표정과

편안한모습 살며시천의자락을손바닥

으로짚고있는모습등생동감이뛰어나

다

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(釋迦

如來三佛坐像)은 16세기중후반조각경

향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

받고있다

이 밖에도경주월지초심지가위 익산

관음사목조보살입상대방광불화엄경정

원본 권8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 목

우자수심결(언해) 등이 함께 보물로 지정

된다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강진고성사청동보살좌상보물지정

정수사석가여래삼불좌상도문화재청 8건 지정예고

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

도못미치는반면사회복지비비율은전

국에서최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가

진 돈은 없는 데 챙겨야할 가족은 많은

셈이다 반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는 전

국 최고이면서 복지비 부담은 전국 최저

로광주와정반대의상황이었다

안전행정부는 20일 주민이 자치단체

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확인하고

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

2013년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

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재

정고 홈페이지(lofinmospagokr)에

통합공시했다

재정자립도는 광주시 본청이 3734%

로 전년(4303%)보다 569%포인트나 하

락했으며 전국광역시평균인 4695%에

도못미쳤다

5개 자치구 중에선서구 2919% 광산

구 2765% 동구 2235% 북구 2081%

남구 2032%순으로나타났다

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88%

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가장낮았으며

광역자치단체 평균은 4695%였다 서울

이 8454%로가장높았다

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

은 광양시(3375%)였으며 여수시(33

22%)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안군(10

28%)과 구례군(1033%)의 재정자립도

는전남에서가장낮고 전국에서도전북

남원(1005%) 경북 봉화(1022%)에 이

어각각 3번째와 4번째로최하위를기록

했다

지자체 부채비율은 광주시 본청이 6

89%였으며 동구(613%) 서구(399%)

북구(307%) 남구(304%) 광산구(2

40%) 순이었다 다만 광주시 본청의 부

채비율은 전국 평균인 698%보다 낮았

다 전남도본청의부채비율도전국평균

보다 낮은 587%로 나타났다 경기도는

1416%로 전국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

았다

전남에서는목포시가 771%로 부채비

율이 가장 높았고 여수시(680%) 강진

군(656%) 나주시(543%)순이었다

반면 영암군(071%) 영광군(066%)

보성군(054%) 등은 부채비율이 1% 미

만이었다 전국 지자체 평균 부채비율은

455%였다

사회복지비비율은광주시본청이 31

21%를 기록 경기도(3195%)에 이어 전

국에서두번째로높았다 서울은 386%

로가장낮았다

광주지역 자치구 중에선 북구가 60

81%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에서도 3번

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광산구(57

28%) 서구(5580%) 남구(5098%) 동

구(4759%) 순이었다 광주 모든 자치단

체의사회복지비부담률이전국평균(28

67%)을웃돌았다

전남도 본청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23

22%였다신안군은 1059%로전국기초

자치단체중 4번째로낮았다

업무추진비 비율은 광주시 본청이 0

07%였다 동구는 020%로 광주 자치단

체중가장높았고 남구(015%) 서구(0

14%) 광산구(013%) 북구(012%)순이

었다

전남도 본청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0

04%였다 곡성군(016%)과 구례군(0

14%) 함평군(014%)의업무추진비비율

이 전남 자치단체에서 높은 수준이었다

전국 평균 업무추진비 비율은 009%였

다 박진표기자 lucky@kwangjucokr

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

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가 이르면 내년

2월최종확정될것으로보인다

광주시는 20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

회 선수촌 후보지 결정을 위한 첫 자문위

원회를오는23일열고내년2월까지최종

후보지를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

자문위원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

본청 3명 5개 부구청장 시의원 관련교

수 수영연맹 법조인 시민단체 등 20명

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원 회의에서는

선수촌 입지 선정기준과 운영방안 등을

토의할예정이다

시는다음달내에 2차자문위원회의를

거쳐 12월내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

고 최종후보지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

도구성할방침이다

시는또내년 1월께광주 5개자치구로

부터 선수촌 후보지 신청을 받아 2월 평

가를거쳐후보지를최종확정발표한다

는계획이다

현재광주지역 5개자치구는세계수영

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을 놓고 치열한

유치전이벌이고있다 이는민선 5기때

선수촌을애초 1곳에서 5개구로분산건

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민선 6기

들어 다시 23곳으로 압축하겠다는 입

장으로전환됐기때문이다

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수영

대회기간에맞춰 (선수촌이)완공돼야하

는 만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여건을 완

벽히갖춘곳중에서 23곳을 고려하고

있다고밝혔다

한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

월 한 달간 광주에서 챔피언십(국가대표

경기)과 마스터스(아마추어 경기)대회로

나눠 열리며 5개 종목에 202개국에서 2

만여명이참여한다 박진표기자 lucky@

세계수영선수권선수촌후보지내년 2월 확정

전남 재정자립도전국최저광주 사회복지비부담 2위

재정자립도 전남 1888%광주 3734%남구신안최저

부채비율 광주 689%전남 587%전국 평균보다 낮아

안행부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재정공시

고성사 청동보살좌상

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

광주시 재개발요건고려

공무원노조가정부의공무원연금개

혁안에 반발하며총파업과정권퇴진운

동까지벌이겠다고엄포를놨다

전국공무원노동조합(전공노)은 20일

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앞에서 정부의

공무원연금개혁추진을규탄하는전국

지부장결의대회를개최했다

빗속에서 진행된이날집회에는전공

노 19개 본부의 본부장과 219개 지부의

지부장대부분이참석했다

이충재 전공노 위원장과 임원 14개

지역본부장은투쟁결의를다지며삭발

에동참했다

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

한 공무원연금 개편 시안은 공무원의

특수성을도외시하고연금기능을없애

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

고 규탄하고 정부가 일방적 개악을

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

동도불사하겠다고경고했다

연합뉴스

중장년 구직자 10명중 7명은 은퇴후

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

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됐다

20일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력

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

열린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에 참가

한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948명을

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691%가

퇴직이후쓸자금이부족하다고응답했

다

은퇴 후 쓸 자금이 충분하다는 답변은

75%에불과했다

퇴직 이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

위해 더 일해야 하는 연령으로 700%가

6570세를 128%는 71세 이상을 꼽아

정년퇴직이후10년정도(평균 674세)더

경제활동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

이들 중장년은 퇴직이후 인생설계를

위한 사전준비 여부에 대해 653%가 별

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

생 이모작을 준비했다는 답변은 130%

에그쳤다 연합뉴스

연금 개악하면정권퇴진운동

전공노 지부장결의대회

중장년 70% 은퇴 준비안됐다

67세까지 일해야


